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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VD를 이용한 2차원 이황화몰리브데넘 박막의 저온합성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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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칼코게나이드 화합물중 하나인 MoS2는 초저 마찰계수의 금속성 윤활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

며 흑연과 비슷한 판상 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계적 박리법을 통한 그래핀의 발견 이후 2차원 박막 합

성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응용이 진행 중인 그래핀의 경우 높은 전자 

이동도, 기계적 강도, 유연성, 열전도도 등 뛰어난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zero-bandgap으로 인

한 낮은 on/off ratio는 thin film transistor (TFT), 논리회로(logic circuit) 등 반도체 소자 응용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MoS2는 벌크상태에서 약 1.2 eV의 indirect band-gap을 지닌 반면 단일층의 경우 1.8 eV
의 direct-bandgap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단일층 MoS2를 이용하여 HfO2/MoS2/SiO2 구조의 트랜지스터

를 제작하였을 때 200 cm2/v-1s-1의 높은 mobility와 108 이상의 on/off ratio 나타낸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어 박막형 트랜지스터 응용을 위한 신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2차원 MoS2 박막을 합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인 기계적 박리법의 경우 고품질의 단일층 MoS2 성장이 가능하지만 대면적 합성

에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화학기상증착법(CVD)의 경우 공정 gas의 분해를 위한 높은 온도가 요구되

므로 박막형 투명 트랜지스터 응용을 위한 플라스틱 기판으로의 in-situ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MoS2 박막 합성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
tion (PECVD) 방법은 공정 gas가 전기적 에너지로 분해되어 chamber 내부에서 cold-plasma 형태로 존

재하기 때문에 박막의 저온성장 및 대면적 합성이 가능하며 고진공을 바탕으로 합성 중 발생하는 오

염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PECVD를 이용하여 plasma power, 공정압력, 공
정 gas의 유량 등 다양한 공정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저온, 저압 조건하에서의 MoS2 박막 성장 가능성

을 확인하였으며 전구체로는 Mo 금속과 H2S gas를 사용하였다. 또한 향후 flexible 소자 응용을 위한 

플라스틱 기판의 녹는점을 고려하여 공정 온도는 300oC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합성된 MoS2 박막의 두

께 및 화학적 구성은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공정온도 200oC와 150oC에서 성장

한 MoS2 박막의 Raman peak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공정온도로 인하여 Mo와 H2S의 화학적 결합이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300oC의 경우 약 26∼27 cm-1의 Raman peak 간격을 통해 5∼6층의 

MoS2 박막이 형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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